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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토병  
 
야토병(Tularemia)은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. 이 
병은 쥐, 토끼 및 다른 야생동물들에서 때때로 
발견되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. 

어떻게 야토병에 걸립니까? 
다음과 같은 경우에 야토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.  
• 박테리아에 감염된 죽은 동물을 만지는 

경우  
• 박테리아에 감염된 진드기, 사슴파리 또는 

다른 벌레에 물리는 경우 
•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고 마시는 경우, 

또는 
• 야토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흡입하는 

경우  
야토병은 위험합니까? 
그렇습니다. 특별한 항생제를 
사용하여 즉시 치료를 받지 
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. 
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생존할 
가능성이 많습니다. 

야토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?  
첫 증상은 보통 3–5 일 이내에 나타납니다. 
• 갑작스러운 고열, 오한  
• 임파선이 붓고 아픔 
• 두통 
• 설사  
• 근육통과 관절통  
• 마른 기침  
• 쇠약 

감염된 경로에 따라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
있습니다. 피부나 입이 헐고, 목이 아프고, 눈, 
또는 목, 겨드랑이, 사타구니의 임파선이이 
붓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.   

나중에 폐렴에 걸리거나, 숨가쁨, 가슴 통증, 
기침을 할 때 피 섞인 가래가 나오는 것과 같은 
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호흡이 멎어서 
사망하는 환자도 있습니다.  

야토병은 전염됩니까?  
아니오. 야토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염되지 
않습니다.  

백신이 있습니까? 
없습니다.  

야토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면 
어떻게 해야 합니까?  
의사 또는 병원에 즉시 
전화하십시오. 

어떻게 감염을 예방할 수 
있습니까?  
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 
• 벌레에 물리지 마십시오.  

– 피부에 디트(DEET)가 함유된 방충제를 
바르십시오. 

– 옷에 퍼메트린이 함유된 방충제를 
뿌리십시오. 

• 비누와 따뜻한 물로 손을 자주 
씻으십시오(특히 죽은 동물을 만진 후에).  

• 음식을 항상 완전히 익혀서 드십시오.  

• 수돗물을 안전한 상수원으로부터 공급 받고 
있는지 확인하십시오. 

가축이나 애완동물(특히 토끼, 쥐 및 다른 쥐과의 
동물)에게 열이 나거나, 체중이 줄거나, 임파선이 
붓거나, 피부가 허는 증상이 나타나면 수의사에게 
전화하십시오. 

테러리스트들이 야토병을 무기로 사용할 수 
있습니까?  
그럴 가능성은 있으나, 충분한 양의 야토병 
박테리아를 공중에 살포하기는 매우 어려울 
것입니다.  
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… 
아래의 번호로 CDC (Centers for Disease Control)에 
전화하여 영어로 도움을 받으십시오.  

800-CDC-INFO (800-232-4636)  
888-232-6348 (TTY) 

또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. 
 www.bt.cdc.gov/agent/tularemia 
 www.dhs.ca.gov/epo

 


